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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D, 칼슘 및 부갑상선호르몬

역적, 계절적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1-13). 영아에서

(parathyroid hormone, PTH)과 당뇨병이 연관이 있음이 밝

비타민 D의 섭취가 많을수록 제1형 당뇨병 발병이 적다는

혀지고 있다. 비타민 D와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내당능장애

14)
연구결과가 있으며 , 한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비타민 D를

환자에서 공복혈당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킨

보충 받은 경우 제1형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33% 감소하였

1)

다는 보고가 있으며 , 제1형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보

다3). 또한 임신 중 산모의 비타민 D 보충이 췌도세포 자가

2,3)
고되었다 .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

15)
면역 발생에 예방효과를 보였다 .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전

서 비타민 D의 이용 가능성을 보여준다.

향 연구에서는 칼시트리올 투여가 제1형 당뇨병에서 인슐린
요구량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16).

비타민 D는 주로 등푸른 생선, 계란 노른자에 풍부하며,
비타민 D 필요량 중 실제로 음식에서 섭취되는 것은 소량

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감수성에도 영향이 있는

이고 대부분은 피부에서 합성된다. 비타민 D는 주로 골대사

것으로 알려져 있다. 췌장의 췌도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와

에 관여하지만 그 외 여러 장기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

비타민 D 의존 칼슘 결합 단백질(vitamin D dependent

칼슘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

calcium-binding protein, CaBP)이 모두 존재하여

져 왔다. 실제로 비타민 D 수용체는 뼈, 신장, 골격근, 심장,

린 분비에 비타민 D가 관여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. 비

평활근, 내장 상피세포, 위장, 간, 피부, 두피세포, 유방, 췌장

타민 D 결핍 쥐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있고, 이 쥐

베타세포, 갑상선, 부갑상선, 부신, 뇌하수체, 면역세포, 뇌,

19)
에게 비타민 D를 주입한 후 인슐린 분비가 증가한다 . 이

전립선, 난소, 등의 인체 거의 모든 조직에 존재한다.

러한 비타민 D의 효과는 세포 외 칼슘농도의 변화 때문이

17,18)

, 인슐

비타민 D는 특히 면역반응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

거나 혹은 칼슘농도와는 무관한 독립적인 역할일 수 있다.

연구에서 증명되어 있다. 비타민 D 수용체가 면역세포에서

비타민 D 수용체 기능장애를 가진 쥐에서 인슐린 분비가

발현하고4), 생체 외 실험에서 비타민 D가 시토카인을 억제

감소하고 혈당이 상승함은20) 비타민 D가 독립적으로 인슐

하여 수지상 세포(dendritic cell) 분열을 억제하고 조절 T

린분비능에 영향을 미침을 뒷받침한다. 비타민 D 결핍은 부

세포(regulatory T cell)를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). 또한

갑상선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데, 이러한 부갑상선호르몬

6)
대식세포는 1α-hydroxylase를 포함하고 있으며 , 이는 PTH

과다 상태는 역설적으로 세포 내 칼슘농도를 증가시켜 인슐

가 아니라 염증매개체에 의해 자극된다7). 비타민 D는 제1

린 분비 자극에 필요한 칼슘 신호를 떨어뜨려 인슐린 분비

형 당뇨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FNγ와

를 억제할 수 있다. 비타민 D가 어떠한 기전으로 인슐린 분

8,9)

IL-2를 억제하고

이러한 항염증 반응을 통해 췌도세포 사

비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기전으로 아직 명확히 밝혀져 있

멸을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10). 이러한 비타민 D의 면역체계

지 않다.

에 대한 역할, 특히 항염증 작용으로 미루어보아 비타민 D

비타민 D는 염증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

가 제1형 당뇨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추

는데

측해 볼 수 있다.

비타민 D 결핍은 비만 및 제2형 당뇨병과 연관이 있는 것

5-10)

실제로 몇몇 관찰연구에서 제1형 당뇨병의 발생률이 지

, 염증반응은 인슐린저항성의 중요한 발생기전이다.

으로 알려져 있다. 비타민 D가 결핍된 비만한 사람에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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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갑상선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는데, 증가된 부갑상선호르몬

liver oil during pregnancy associated with lower risk

은 인슐린감수성을 감소시킨다. 부갑상선호르몬의 증가가

of Type I diabetes in the offspring. Diabetologia

인슐린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“칼슘 파라독스”라는 가

43:1093-8, 2000

설로 설명하기도 하는데, 인슐린 표적기관 세포 내 적절한

3. The EURODIAB Substudy 2 Study Group: Vitamin D

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인슐린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

supplement in early childhood and risk for Type I

하며, 세포내 칼슘농도가 증가하면 세포에서 인슐린 반응이

(insulin-dependent) diabetes mellitus. Diabetologia

감소하게 된다. “칼슘 파라독스”는 비타민 D 결핍과 저칼슘

42:51-4, 1999

혈증에 의해 증가한 부갑상선호르몬이 역설적으로 세포 내

4. Mauricio D, Mandrup-Poulsen T, Nerup J: Vitamin D

21)

칼슘 농도를 증가시켜 인슐린의 작용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.

analogues in insulin-dependent diabetes mellitus and

하지만 비타민 D가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기전은 아

other autoimmune diseases: a therapeutic perspective.

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.

Diabetes Metab Rev 12:57-68, 1996

비타민 D가 제2형 당뇨병의 중요한 병인인 인슐린분비

5. Zella JB, DeLuca HF: Vitamin D and autoimmune

능과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2형 당뇨병 발병에

diabetes. J Cell Biochem 88:216-22, 2003

비타민 D가 관여할 것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. 대단

6. Overbergh L, Decallonne B, Valckx D, Verstuyf A,

위의 무작위 임상실험에서 칼슘과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

Depovere J, Laureys J, Rutgeerts O, Saint-Arnaud R,

11,22)

, 칼슘과

Bouillon R, Mathieu C: Identification and immune

비타민 D가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

regulation of 25-hydroxyvitamin D-1-alpha-hydroxylase

능성을 제시하였다. 실제로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내당능장

in murine macrophages. Clin Exp Immunol 120:

애나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비타민 D를 보충시킨 결과 인

139-46, 2000

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

슐린 분비와 당대사를 개선시키고 당화혈색소를 감소시켰다
23-25)

는 연구결과들이 있다

7. Rigby WF: The immunobiology of vitamin D. Immunol

.

Today 9:54-8, 1988

본 학회지에 게재된 Choi 등의 연구에서는 12주간의 칼

8. Reichel H, Koeffler HP, Tobler A, Norman AW: 1

슘과 비타민 D 섭취에 대한 영양교육이 인슐린저항성을 개

alpha, 25-Dihydroxyvitamin D3 inhibits gamma-interferon

26)
선하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였다 . 이 연구는 비

synthesis

타민 D 결핍이 있는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D 보충

lymphocytes. Proc Natl Acad Sci U S A 84:3385-9,

을 위한 노력이 인슐린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

1987

by

normal

human

peripheral

blood

국내 첫 연구이다. Choi 등은 이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들에

9. Rigby WF, Denome S, Fanger MW: Regulation of

서 보였던 비타민 D의 인슐린저항성 개선효과를 다시 증명

lymphokine production and human T lymphocyte

하였으며, 특히 직접 비타민 D제제를 보충하지 않고 영양교

activation by 1,25-dihydroxyvitamin D3. Specific

육을 통해 비타민 D 보충효과를 증명하였다는 의미가 있다.

inhibition at the level of messenger RNA. J Clin

전체 인구에서 비타민 D 결핍의 빈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

Invest 79:1659-64, 1987

생각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타민 D와 칼슘 섭취에 대

10. Riachy R, Vandewalle B, Kerr Conte J, Moerman E,

한 임상영양요법을 통한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기

Sacchetti P, Lukowiak B, Gmyr V, Bouckenooghe T,

대할 수 있는 기초 연구라 생각된다.

Dubois M, Pattou F: 1,25-dihydroxyvitamin D3 protects
RINm5F and human islet cells against cytokine-induced
apoptosis: implication of the antiapoptotic prote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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